
[PRNewswire] Habanos, S.A., 제35회 아바나 국제 박람회에서 새로운 Línea Retro 제품 소개 

 

-- 아바나에서 열리는 아바나 국제 박람회(FIHAV 2017)  

-- 새로운 Línea Retro 라인은 두 가지 제품으로 시작: Partagás Capitols 및 Romeo y Julieta Club 

Kings 

-- 이번 신제품은 Habanos, S.A.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다양한 고전적인 제품 및 최신제품과 

더불어 전시될 예정 

 

(아바나, 쿠바 2017년 10월 23일 PRNewswire=연합뉴스) Habanos, S.A.가 제35회 아바나 국제 

박람회(Havana International Fair) (FIHAV 2017)에서 자사의 최신 Línea Retro 제품인 Partagás 

Capitols와 Romeo y Julieta Club Kings를 선보일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이 

현대적인 제품은 또한 확실하게 복고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자랑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XXX 

 

새로운 Línea Retro 제품의 금속 상자 케이스도 돋보인다. 이 케이스의 매력적인 디자인은 

197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오리지널 포켓 시가 홀더에서 영감을 받았다. 요즘 이 시가 홀더는 

가격이 비싸며, 수집가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Partagás Capitols와 Romeo y Julieta Club Kings 시가 케이스는 오직 Habanos, S.A.만을 위해 개발된 

전문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 이 디자인은 Línea Retro 제품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각 케이스에는 5개의 시가가 들어가며, vitola de galera Mareva (링 게이지 42 x 길이 129mm)를 

선보인다. Mareva는 쿠바 시가 역사에서 가장 인기 많은 형식이다. Mareva 치수는 오랜 세월 

다른 포맷과 비교했을 때 ‘표준’ 크기로 여겨져왔다. Partagás Capitols 출시로 Partagás 브랜드의 

정규 포트폴리오에 Mareva가 다시 도입됐다.  

 

Línea Retro는 이 동일한 개념을 다른 브랜드로 점진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Habanos 

포트폴리오에 추가됐다.  

 

제35회 FIHAV   



 

FIHAV는 1983년부터 쿠바에서 가장 중요한 다부문 박람회로 성장해왔다. 올해 FIHAV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EXPOCUBA 전시센터에서 열린다. 

 

Habanos S.A.는 중앙 전시관에서 대형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FIHAV에서 Habanos, S.A.는 Partagás Capitols와 Romeo y Julieta Club Kings를 포함한 Línea 

Retro 외에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유명한 vitola와 2017년 신제품도 전시할 예정이다. 올해 주요 

신제품 중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H. Upmann Sir Winston Gran Reserva 2011, vitola가 세 

가지(Maltés (53 x 153mm), Dumas (49 x 130mm), Leyenda (55 x 165mm), 이 중 처음 두 가지 

vitola는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인 Línea 1935 de Montecristo, 새로운 vitola(No. 50 

(50 x 110mm)과 No. 54 (54 x 140mm))가 추가된 Quai D'Orsay, 신제품 Romeo y Julieta Petit Royales 

(47 x 95mm), 2017 한정판매 제품인 Cohiba Talismán (54 x 154mm), Partagás Series No. 1 (52 x 

138mm) 및 Punch Regios de Punch (49 x 120mm). 또한, La Casa del Habano와 Habanos 

Specialists를 위한 신제품 Trinidad La Trova (52 x 166mm)와 H. Upmann Connoisseur B (54 x 

150mm)도 전시될 예정이다.  

 

http://www.haban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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